
 

 

      

 

        
  

 

 

               
             

   

에너지 효율 Financing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기업 고객을 위한 제로금리 대출 
에너지 효율 개선장치는 기업이 에너지 사용량과 월 에너지 요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PG&E 는 높은 금리 부담 없이 기업들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 효율 Financing 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Energy Efficiency Retrofit Loan Program (에너지 효율 개선장치 설치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Financing 이라고도 함)은 자격 요건에 
맞는 고객들에게 이자와 위약금 없이 대출을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장치 설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선비용을 없애 PG&E 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보상금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씁됩니다. 

• 에너지 효율 Financing 프로그램에 따라 PG&E 는 On-Bill Financing 
(OBF) 과 보상금이 추가된 On-Bill Financing (OBF with rebates) 의 두 
가지 상품을 제공합니다. 

• 사업이 완료된 후 PG&E 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며, 
고객은 매달 요금 명세서의 항목으로 별도의 이자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기업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 혜택 : 
• 인센티브 적용 후 사업비의 

$5,000–250,000 지원 

• 대출 기간 최대 10년 

• 제로금리 

• 최저 신용 요건 없음 

• 대출금 상환은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절감분에 따라 결정됨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비개인 고객의 경우, 사업장 별로 $5,000–250,000 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20 개월입니다. * 

• 대규모 에너지 절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업의 경우 사업장 별로 최대 
4백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은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장치를 구입,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각 고객 사업장별 대출 금액은 이십오만 달러 ($250,000) 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PG&E 의 의견에 따라 , 대규모 에너지 절감 기회가 
있으며 다른 모든 OBF 대출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이십오만 달러 ($250,000) 를 초과해 최대 4백만 
달러 ($4,000,000) 에 이를 수 있다 . 



      

   
 

                    
                       
 

      
                 

             
                   

                 

 

 

   
 
     

  

     

     

      

어떤 종류의 사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LED 조명, 냉동, 공조 시스템, 푸드 서비스, LED 가로등 사업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 업그레이드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총 비용 절감분이 최대 대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장비는 고객이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합니다. 기존 장비를 
제거하기 전에, 그리고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PG&E 에서 설치 장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에너지 효율 Financing Program 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절감분이 최대 지급 기한 동안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월 상환액은 예상되는 월 에너지 비용 절감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OBF 보상금이 추가된 OBF 

사업비 $10,000 $10,000 
에너지 효율 보상금 및 /또는 인센티브 

대출 금액 

$0 

$10,000 

($2,500) 

$7,500 

개선장치 설치를 통한 예상 에너지 절감분 $300 $300 

PG&E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월 대출 상환금 $300 $300 

34 개월 25 개월대출 기간 (단순 상환 기간)

만약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고객이 PG&E 계정을 해지할 경우 , 예를 들어 해당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 이 기업은 최종 요금 정산 시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우리 기업이나 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 효율 개선장치 설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PG&E 에 연락하여 해당 장치가 
에너지 효율 Financing 의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24 개월 
간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지난 12개월 간 요금을 모두 납부한 PG&E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 기업 고객의 경우에는 요금 납부 실적에 대한 심사도 진행됩니다 . 

다음 단계 

에너지 효율 Financing Program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업고객서비스센터 (Business Customer Service Center), 
1-800-468-4743 을 통해 PG&E 고객 매니저에게 연락하거나 pge.com/eef 
를 참고해 주십시오 . 

“PG&E” 는 PG&E Corporation 의 자회사인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의 약자입니다. ©2020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Financing은 프로그램 재정이 소진될 때까지 자격 요건에 맞는 PG&E 고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의 후원 하에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고객 여러분의 
재정지원과 PG&E의 관리로 제공됩니다. 2020 년 1 월 CSB01201770 

https://www.pge.com/en_US/business/save-energy-money/financing/energy-efficiency-financing/energy-efficiency-financing.page?WT.mc_id=Vanity_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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